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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널리 사용되는 유효세율에 이익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유효세율의 대용치로서 영업현금흐름
기반 유효세율의 강건성을 검증하며, 실증연구 시 이익조정으로 인한 유효세율 측정치의 조세회피 과대측정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이익조정의 영향으로 분모인 세전회계이익이 커져 낮은 유효세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성장분기점 부근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익조정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기업연도 표본이 이익
조정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세전회계이익을 구성하는 요소 중 영업현금흐름이 발생액보다 법인세부담액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이 이익조정으로부터 보다 강건한 조세회피 측정치임
을 검증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분석 재수행을 통해 이익조정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실증분석의 측정치 또는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조세회피 실증연구 시 조세회피 측정치로 유효세율과 영업현금흐름 유효세율을
함께 사용하고, 이익조정의 영향으로 낮은 유효세율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을 제거하거나 분리 분석하여 이익조정의 영향을 적절히
확인 및 통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글색인어 유효세율(ETR), 현금흐름 유효세율(CFO ETR), 이익조정, 분모효과, 분자효과, 조세회피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on effective tax rates (ETR) which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ax avoidance
measures in tax accounting research. We also test whether an alternative tax avoidance measure of operating cash flow-based effective tax rate (CFO ETR)
is more robust from th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than ETR. We lastly recommend the ways to identify the overestimating issue of ETR caused by
earnings management when measuring tax avoidance in an empirical analysis. Our analysis using non-financial listed firm-year observations for the period
of 2001-2019 yield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we observe the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group of firms that are considered to achieve
low ETR due to the increasing denominator (pretax earnings). Second, among components of pretax earnings, operating cash flow is found to have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taxes paid than accruals, supporting the robustness of CFO ETR. Lastly, based on the re-examination of the previous literature on tax
avoidance, we find that the empirical estimates or results could be biased by th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on ETR measures. In this regard, we
specifically address the need to identify and control for these effects by using both ETR and CFO ETR, and either eliminating or partitioning the group of
observations considered to be affected by earnings management when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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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세회피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이다. 최기호(2018)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4대 주요 해외 회계학술지에 실린 총 76편의 세무관련 논문 중 조세회피에 대한
논문은 43편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였다.1) 조세회피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하
여 이를 종속변수 또는 독립변수로 이용하므로, 조세회피 측정치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만 연구의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다. 측정치별로 세부적인 의미가 다르고(최기호 2018), 연구주제별로 적합한
조세회피 측정치가 다르므로(Hanlon and Heitzman 2010) 조세회피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비용 또는 현금납부세액을 세전회계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인
ETR(effective tax rate),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BTD(book-tax difference), 법
정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비정상적 차이를 나타내는 DTAX, 절세수단 이용을 나타내는 SHELTER,
미인식법인세수익을 나타내는 UTB(unrecognized tax benefit) 등이 있다.2)
최기호(2018)는 앞서 파악한 주요 해외 회계학술지 조세회피 논문 43편의 약 81%가 ETR을 조세
회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신영효 등(2017)은 2007-2016년 동안 국내 회계학술지에 발
표된 조세회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는데, 총 164편의 조세회피 연구 중 127편이 ETR을 이용한 사
실을 파악하였다.3) 이와 같이 ETR은 국내⋅외 조세회피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측정
치라 할 수 있다. 일부 연구는 ETR을 새로운 투자안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
수익으로 정의한다(Fullerton 1984; Spooner 1986; Wilkie and Limberg 1993). 보다 일반적으로는
세전회계이익 1원 당 법인세비용 또는 납부세액으로 해석되므로, 조세회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측정치라 할 수 있다.4)
1) 주요 4대 회계학술지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학술지를 의미한다: The Accounting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 유효세율(ETR)은 분자가 총법인세비용인지, 당기법인세비용인지, 법인세납부액인지 여부에 따라 GAAP ETR, Current
ETR, Cash ETR로 구분되며, 분자와 분모에 5년 또는 10년과 같은 장기 측정치를 사용한 장기유효세율(long-run
ETR), 산업과 규모를 조정한 조정유효세율(adjusted ETR)로도 파생된다. BTD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총차이를
측정한 총 BTD(total BTD), 일시적 차이를 측정한 일시적 BTD(temporary BTD), 비정상적 차이를 측정한 재량적
BTD(abnormal BTD)로 세분된다. SHELTER는 절세수단 거래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설계한 측정치로서 Graham
and Tucker(2006), Hanlon and Slemrod(2009), Wilson(2009), Lisowsky(2010) 등에서 사용되었다. UTB는 미국 FASB
의 FIN48에 따라서 기업의 세무계획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액 중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UTB 금액이 클수록 더욱 공격적인 세무보고를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Lisowsky et al. (2013) 등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되였다(최기호 2018).
3) 신영효 등(2017)은 2007-2016년 동안의 조세회피 관련 국내 선행연구 164편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ETR은 127번,
BTD는 154번 활용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국내 실증연구에서 ETR과 BTD가 가장 보편적인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ETR에 초점을 맞추어 ETR 측정치가 분모효과로 인해 조세회피
를 과대측정할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인 증거를 찾고 그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둔다. 추가분석으
로서 BTD 측정치의 이익조정 효과에 관한 분석을 “4.5. 추가분석 4.5.2. BTD 측정치에 관한 분석”에서 수행하였다.
4) GAAP ETR과 Cash ETR은 분자로 각각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세액을 이용하므로 전자는 과세이연전략을 통
한 조세회피를 반영하지 못하고 후자는 분모(세전회계이익)와 시차를 갖는 한계를 갖는다(Hanlon and Heitzman
2010). 그러나 두 측정치 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연구주제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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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유효세율 측정치는 GAAP ETR로서, 이는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세전회계이익으로 나
누어 계산한다. 이와 더불어 널리 사용되는 측정치 중 하나인 Cash ETR은 법인세납부액을 세전회
계이익으로 나누어 산정한다.5) 조세회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Dyreng et
al. (2008) 및 Hanlon and Heitzman(2010)에 따라 조세회피를 “명시적 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므로 ETR의 감소 또는 낮은 ETR을 조세회피로 해석한다. ETR의 감소는 분모
(세전회계이익)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분자(법인세비용 또는 현금납부세액)가 감소함으
로써 발생하며 이는 명시적 세금의 감소라는 조세회피의 정의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Guenther et
al. (2021)에 따라 법인세비용 또는 현금납부세액의 감소로 ETR이 감소하는 것을 ‘분자효과
(numeraotor effect)’라 칭한다. 그런데 ETR은 분자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분모가 증가하
여 감소할 수도 있다. 이는 세부담의 증가 없이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에 해당하므
로 결국 ETR은 이익조정으로 인한 분모의 증가를 조세회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분모의 증가로 ETR이 감소하는 효과를 ‘분모효과(denominator effect)’라 정의한다.
분자효과에 따른 ETR 감소는 법인세비용 또는 현금납부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유인을 포착
하는 실질 조세회피라 할 수 있다. 반면 분모효과에 따른 ETR 감소는 재무보고이익을 늘리고자 하
는 기업유인을 의미한다. 양자가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ETR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조세회피로 해석한다. 이는 조세회피의 과대측정 오류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이익조정이 ETR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측정치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분석한 상당수의 국내 연구(이병산 2012; 고종권 등 2013; 최보람
2012, 2013; 신영효 등 2017; 최기호 2018; 박한순 2019, 2020 등) 중 이익조정으로 인해 ETR 측정
치가 조세회피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언급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외
연구도 소수의 연구만이 ETR 측정치의 취약점을 언급하고 그 대안으로서 이익조정의 영향으로부
터 비교적 강건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사용한 CFO ETR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Shevlin and
Porter 1992; Gupta and Newberry 1997; Dyreng et al. 2010; McGuire et al. 2014).7) 본 연구는 이러

략하고자 한다.
5) 미국은 현금납부세액(cash taxes paid)이 기업데이터베이스인 COMPUSTAT에 TXPD라는 항목으로 공시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Cash ETR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납부액이 직접 공시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납부액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
한 방식으로 법인세납부액을 추정하여 Cash ETR을 산출하였다.
6) 일부 연구들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세 정보가 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반영함을 전제로 법인세비용 또는 BTD
를 이용해 이익조정과 이익의 질을 연구한다(Phillips et al. 2003; Lev and Nissim 2004; Hanlon 2005; Blaylock et
al. 2012). BTD와 ETR 모두 세전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을 토대로 산출되므로 BTD가 이익조정의 영향을 받는다면
ETR 또한 이익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7) Gupta and Newberry(1997)는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이 회계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CFO ETR과 ETR
을 모두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Dyreng et al. (2010)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이 분모인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쳐
조세회피로 오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FO ETR을 이용하여 강건성분석을 수행하였다. McGuire et al.
(2014)는 다양한 조세회피대용치(CFO ETR, MTR, DTAX)를 이용하여 민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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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이익조정으로 인한 ETR의 조세회피 과대측정 오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
고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네 가지 분석을 통해 이익조정에 기인한 분모효과가 ETR에 영향을 미쳐 조세회피
를 과대측정할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분석 1)와 실증적 증거(분석 2)를 확인하고,
CFO ETR이 이익조정으로부터 비교적 강건한 조세회피 측정치라는 사실을 검증한 후(분석 3),
ETR 측정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분석 4).
첫 번째 분석에서는 ‘CFO ETR보다 ETR이 현저히 낮은 기업은 이익조정으로 인해 낮은 ETR을
보고한 기업일 것’이라는 추론에 따라 기업의 (ETR – CFO_ETR) 값이 동일 업종 내 중위값보다 작
은 기업연도 표본그룹을 Low ETR 그룹으로 지정한 후 이익성장분기점(zero earnings growth
threshold) 부근의 관측치 분포를 살펴본다. 만약 Low ETR 그룹의 낮은 ETR이 이익조정에 기인한
분모효과의 결과라면, Low ETR 그룹에서는 이익성장분기점 바로 위에 위치한 양(+)의 근접구간
에 기대보다 많은 표본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Burgstahler and Dichev 1997; Givoly et al. 2010;
Guenther et al. 2021). 또한 Low ETR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갖는 표본
과 그 중에서도 ‘해당 발생액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면 이익성장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표본’
이 양(+)의 인접구간에 더 많이 분포할 것이다. 이에 Low ETR 그룹과 그 외 그룹의 분포 차이를 비
교하는 과정을 통해 낮은 ETR을 갖는 표본의 이익조정 증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
석 결과, Low ETR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이익성장분기점 바로 위 구간에서 기대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기업표본이 관측된 반면 분기점 바로 아래 구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양
(+)의 재량적 발생액을 갖는 관측치의 분포와 그러한 양(+)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이익성장분
기점을 초과한 관측치의 분포도 Low ETR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여 이
들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Low ETR 그룹과 이익조정 간의 실증적 증거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
시한다. 이익조정의 대용치(DA)를 종속변수로 하고 Low ETR 그룹을 나타내는 이분변수를 관심변
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OLS) 및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
을 각각 실시하였다.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이익조정에 따른 분모효과가 Low ETR 그룹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이분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그룹의 낮은 ETR이 이익조정에 기인한 것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세 번째 분석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CFO ETR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전회계이익의
각 요소와 ETR의 분자인 법인세액의 관계를 살펴본다. 세전회계이익은 세전영업현금흐름과 발생
액으로 구분된다. CFO ETR은 이 중 세전영업현금흐름만을 분모로 하고, ETR은 발생액까지 포함
한 회계이익을 분모로 한다. 만약 세전영업현금흐름이 발생액보다 법인세액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면(또는 법인세액에 대한 설명력이 더욱 높다면) CFO ETR이 ETR의 분모효과 문제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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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적정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세전영업현금흐
름 변동은 발생액(총발생액, 재량적 발생액, 비재량적 발생액) 변동과 비교하였을 때 법인세액 변
동과 더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 변수를 제거할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세전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CFO ETR이 ETR을 보완할
수 있는 측정치로서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수
행함으로써 분모효과가 실제 실증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ETR을 측정치로 하여 세무조사 선정률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심해린 등(2019)의 연구를 기초로 이익조정 대용치(DA)를 통제변수에 포함하거나, 종속변수
인 ETR을 CFO ETR로 교체하거나, 이익조정의 영향이 강한 Low ETR 그룹과 그 외 그룹으로 표본
을 분리하여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히 이익조정 대용치 변수를 실증모형에 포함하
는 것만으로는 이익조정이 ETR에 미치는 분모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점, CFO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한 경우 ETR을 사용한 경우보다 회귀계수가 감소하여 양자의 경제적 효과
가 달라질 수 있는 점, Low CFO ETR 표본과 그 외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Low ETR 표본
이외 표본에서 관심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현저히 감소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잃기도 하여 이익조정
에 따른 분모효과가 실증연구의 분석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토대로 ETR을 이용한 실증연구 시 분모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CFO ETR을 보완적 대용치로 함께 사용하고 이익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
본을 제거하거나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세회피 측정치라 할 수 있는 ETR이 이익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
고 CFO ETR을 대체적인 측정치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사
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R 측정치와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주로 개념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ETR의 분
모효과를 실증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분모효과가 실증분석 측정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ETR을 이용하는 향후 조세회피 실증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표본의 선정방법과 변수를 정리한다. 4장에서는 각 분석별로 분석
방법과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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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조세회피의 유형 및 그 측정
다음의 <Table 1>은 ETR의 분자와 분모의 방향에 따른 조세회피 유형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분
자와 분모가 함께 감소하는 경우에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가 발생한다.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관리비의 인식을 예로 들 수 있다. ETR은 동 유형의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Hanlon and Heitzman 2010).8) 분자와 분모
가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대체로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세율국에서 회계이익을
계상하는 상황과 같이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분자의 증가폭이 작을 경우 ETR이 전반
적으로 낮아져 일치하는 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가 발생할 수도 있다(Guenther et al.
2021).
<Table 1> Changes in nominator/denominator of ETR and Types of Tax Avoidance

Pretax income (denominator)

Decrease

Tax expenses or
cash taxes paid
(nominator)

Constant

Increase

Decrease

Constant

Increase

Conforming tax
avoidance
(e.g., recognizing tax
deductible expenses)

Nonconforming tax
avoidance – nominator
effect
(e.g., deducting
accelerated depreciation)

N/A1)

Not tax avoidanc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 denominator
effect (earnings
management)
(e.g., reducing a
contingent liabilities)

Not tax avoidance

Not tax avoidance or
conforming tax avoidance
(e.g., recognizing pretax
income in low-tax-rate
countries)2)

Not tax avoidance

Not tax avoidance

1) Theoretically, this area falls into the category of tax avoidance. However, it is an unrealistic strategy of
reducing tax burden while increasing pretax income.
2) Generally, increasing both tax expenses or cash taxes paid and pretax income does not belong to tax
avoidance strategies. In certain cases, however, conforming tax avoidance may occur. For example,
recognizing additional pretax income in a low-tax-rate foreign subsidiary lowers ETR by increasing pretax
income to a larger extent than tax expenses or cash taxes paid (Guenther et al. 2021).

8) 한계법인세율(marginal tax rate)은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있으며, 미인식법인세수익(unrecognized tax benefits,
UTB)은 일부 측정할 수 있다. ETR, CFO ETR을 포함한 나머지 조세회피 측정치는 이를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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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불일치하는 조세회피(nonconforming tax avoidance)의 측정에
주목한다. 먼저 분모인 회계이익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분자인 납부세액이 감소하면 분자효과로 인
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 회계상 감가상각비보다 더 큰 금액을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세
부담을 절감하는 세무상 조기감가상각제도를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9) 분모에 세전영업현금흐
름을 사용하는 CFO ETR도 이와 같은 실질 조세회피가 발생하면 분자는 감소하는 반면 분모는 거
의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값이 낮아져 ETR과 동일하게 이를 조세회피로 포착한다.
ETR은 분자인 납부세액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분모인 회계이익이 증가하는 상황, 즉, 실제 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모효과로 ETR 측정치가 감소하는 상황도 조세회피로 간
주한다. 세무상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이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손충당
금, 판매보증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입이 바로 그 예이다.10) 그런데 충
당금 등의 환입은 회계이익에만 영향을 미칠 뿐 영업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CFO
ETR을 변동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조정 전략을 조세회피로 잘못 측정하는 ETR과
달리 CFO ETR은 이익조정 전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실질 조세회피만을 조세회피로 측정한다.

2.2 ETR 측정치의 분모효과에 관한 선행연구11)
ETR 측정치의 타당성, 특히 ETR의 분모로 적합한 요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이다. ETR의 분모에 자산 또는 자본 측정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나(Wilkie
and Limberg 1993), 통상적으로 이익 측정치가 분모로 사용된다.12) Shevlin and Porter(1992)는 미
국의 1986년 Tax Reform Act(TRA 86)가 기업의 보고 유효세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ETR의 분모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과세소득, 세전회계이익, 영업현금흐름을 열거하고 그
9)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제1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
산 및 그 외 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감가상각비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상 기준내용연
수의 ±15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상 조기상각제도의 예로 볼 수 있다.
10)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므로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세무상 익금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판매보증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은 세무상 인정되는 충당금이 아니므로, 그 환입액이 회계상
이익은 증가시키나 세무상 과세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11) 본 연구는 ETR 측정치가 얼마나 이익조정의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조세회
피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이들 간의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박종일과 김경호 2002; 신용준 등
2011; 김문현 2018). 두 측정치 간 양(+)의 관계는 ETR 산식상 이익조정이 조세회피로 잘못 해석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아울러, 홍영도와 김갑순(2016)은 BTD가 큰 기업을 조세회피기업과 이익조정기업
으로 구분하여 이들 기업의 이익지속성을 비교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이익조정기업의 이익지속성은 다른 기업보다
낮은 반면 조세회피기업의 이익지속성은 다른 기업들과 차이가 없었다. 비록 홍영도와 김갑순(2016)은 조세회피 측정
치로 BTD를 이용하였으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격차가 이익의 증가와 과세소득의 감소, 이 두 가지 원인에 기인
함을 포착한 점, 두 원인에 따라 구분한 기업 집단이 다른 특성을 보였음을 확인한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주제와 상
당 부분 맞닿아있다.
12) Wilkie and Limberg(1993)는 분모에 이익 측정치를 사용하면 손실기업의 ETR을 측정할 수 없어 손실기업이 표본에
서 제거되는 왜곡이 발생하고, 이익의 규모가 기업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면서 ETR 측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익 대신 자산 또는 자본 항목을 분모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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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과세소득을 분모로 사용할 경우 ETR 값이 단순히 법정세율과 세액공
제를 의미하므로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세전회계이익을 분모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기업 간 회계처리방법과 규모의 차이에 기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Zimmerman 1983) 일부 분
석에서는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ETR을 함께 사용하였다. 저자들은 ETR 측정치에 대한 이론
적 분석에서 ETR이 세금과 무관한 회계이익의 변동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세회피
또는 세제의 영향으로 오인하기 전에 적절히 통제한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통제 방법은 예
시하지 않았다.
Gupta and Newberry(1997)는 TRA 86 전후 8년의 기업표본을 기초로 기업규모가 기업의 ETR 수
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기업규모가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회계이익을 분모로 하는 ETR에 영향을 미쳐 내생성을 유발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회계
처리방법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ETR과 함께 CFO ETR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Guenther et al. (2021)은 이익조정으로 인한 ETR의 측정오류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각기 다른 네 가지 조세회피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조세회피 유형이
ETR과 CFO ETR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ETR 및 CFO ETR 계산
식을 미분하였다. 분석 결과, 분자효과가 발생하는 불일치 조세회피 전략에서는 ETR과 CFO ETR
이 모두 감소하여 두 측정치가 실질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반면
분모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CFO ETR은 변동하지 않는 반면 ETR은 감소하여 이익조정에 대
한 ETR의 취약점과 CFO ETR의 강건성을 입증하였다. 나아가 BTD, SHELTER, DELTA 등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측정치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세전회계이익을 그 기준점(benchmark)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향 이익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 파악하였다. 다음 단계로 1993-2016년 미국 기업표본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익조정이
ETR에 미치는 편의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TR은 낮으나 CFO ETR은 낮지 않은 그룹’은
이익성장분기점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구간에 더 많은 표본이 집중되어 있고 양(+)의 재량적 발생
액이 더 많이 보고됨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이익조정이 발생하면 ETR이 낮아져 조세회피가 과
대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CFO ETR을 대용치로 함께 사용하고 두 측정치의 결과를 비교
함으로써 낮은 ETR이 실질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조세회피 중 어느 것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할 필
요가 있다고 결론 맺었다.

2.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공헌점
본 연구의 연구주제 및 목적은 Guenther et al. (2021)과 매우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별점과 공
헌점을 가진다.
첫째, Guenther et al. (2021)은 이익조정이 ETR 또는 CFO ETR 측정치에 반영되는 효과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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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출하는 데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 검증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익
조정에 의해 낮은 ETR이 산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 집단의 분포 분석을 통해 이익조정의 증거
를 찾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Guenther et al. (2021)의 이론적 검증 내용을 연구 배경으로 하여
Guenther et al. (2021)의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이익조정과 ETR 측정치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
하고,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이 법인세액과 갖는 관련성을 검증하고, 조세회피 선행연구를 재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ETR과 CFO ETR의 차이가 큰 집단의 이익조정 증거 뿐만 아니라 CFO ETR의
강건성, 이익조정이 실증분석 측정치와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Guenther et al. (2021)과 차별화된 의의를 갖는다.
둘째, Guenther et al. (2021)은 ETR은 표본의 중위수보다 낮지만 CFO ETR은 표본의 중위수보다
낮지 않은 관측치를 이익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Low CASH ETR Only”
그룹으로 정의)으로 분류하고 이들 그룹에 대한 분포 분석에 주목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익조정 효
과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을 Guenther et al. (2021)과 다르게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ETR에서 CFO ETR을 차감한 값이 표본의 중위값보다 낮은 관측치를 이익조정 효과를 많이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본 연구에서 “Low ETR” 그룹으로 정의)으로 분류하였다. ‘CFO ETR 수
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ETR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두 연구의 그룹 구분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본 연구의 그룹 구분 방법은 Guenther et al. (2021)에서의 방법에 비해 다음 두 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 번째 이점은 Guenther et al. (2021)의 그룹 구분에 따르면 ETR이 표본의 중위수보다 높고 낮은
지에 따라 Low CASH ETR Only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룹 간 ETR 값
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 본 연구의 그룹 구분을 따르면 두 그룹 간의 ETR 분포가 상
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됨으로써 그룹 간 ETR 값의 차이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Guenther et al.
(2021)의 실증분석은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에 해당하는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에서의 관측치 분포
를 살펴본 것에 그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분포 분석에서 더욱 확장하여 두 번째 분석 및 네 번째
분석과 같은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ETR 분포가 회귀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uenther et al. (2021)에서
의 그룹 구분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룹 정의는 다르게 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이점은 더욱
광범위한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실증분석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Low ETR 그룹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5,567개인데, Guenther et al. (2021)의 구분 방법을
사용하면 Low ETR 그룹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1,660개(ETR로 Cash ETR을 사용하는 경우)로 줄어
들게 된다.13) 본 연구에서는 Guenther et al. (2021)보다 분석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더욱 광
범위한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결론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기업 표본에서도 분모효과로 인해 ETR 측정치가 이익조정을 조세회피로
13) ETR과 CFO ETR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ETR가 표본의 중위수보다 낮으면(높으면) CFO ETR도 대체로
표본의 중위수보다 낮기(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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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
익조정 행위에 대한 수많은 실증증거에 기반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분모효과로 인해 ETR이
조세회피를 과대측정하는 편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모효과는 분자인 법인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분모인 세전회계이익만을 증가시키는 불일치 조세회피 전략을 통
해 발생하는데, 다양한 조세회피 전략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조세전략은 상당히 제한
적이므로 분모효과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회
계⋅세무 정책을 고려하여 이익조정이 ET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공헌한다.

Ⅲ. 표본 선정 및 변수 정의
3.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가 경제 전반 및 기업 경영활동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20년은 분석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변수 측정에 필요한
기업 정보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공하는 TS-2000을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표본의 선정과정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로 ETR 및 CFO ETR
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므로, 동일 업종 내 관측치가 50개 이하인 업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1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ETR이 조세회피 정도를 측정하는 적정한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전손실이 발생하거나 세전영업현금흐름이 음(-)인 관측치는 표본에서 제외하였
으며, ETR의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 ETR과 CFO ETR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관측치도 추가적으
<Table 2> Sample selection

Criteria

Firm-Years

Initial sample on TS-2000 database from 2001 to 2019
Less: Observations in industries with less than 50 observations in the same industry within
our sample

25,815
(123)

Less: Observations with negative pretax income or pretax operating cash flows in year t

(8,408)

Less: Observations with ETRs or CFO ETRs less than zero or greater than one

(3,268)

Less: Observations with insufficient data for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2,875)

Final sample of firm-year observations used in the analysis

11,141

1) This table presents the screening process applied to assemble the sample for this study. All financial data are
obtained from TS-2000.
14) 모든 분석에서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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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외하였다(Dyreng et al. 2008, 2010). 순차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에 관한 결측치가 있
는 기업연도를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표본 선정과정을 거쳐 1,499개 기업의 11,141개 기
업연도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2 주요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ETR)과 이에 비해
이익조정의 영향을 덜 반영하는 현금흐름 기반 유효법인세율(CFO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 변수
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ETR은 법인세납부액을 분자로 하는 Cash ETR(CASH_ETR)과 재무제표
상의 법인세비용을 분자로 하는 GAAP ETR(GAAP_ETR)을 대용치로 사용하였다.15) CFO ETR도
동일한 방식으로 CFO Cash ETR(CFO_CASH_ETR)과 CFO GAAP ETR(CFO_GAAP_ETR)을 대용
치로 사용하였다. 이들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체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ETR

: 유효법인세율

CASH_ETR

: 법인세납부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

GAAP_ETR

: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

CFO_ETR

: 현금흐름 기반 유효법인세율

CFO_CASH_ETR

: 법인세납부액을 세전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눈 값

CFO_GAAP_ETR

: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을 세전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눈 값

이익조정의 대용치로는 Dechow et al. (1995)에 따라 수정 Jones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
(DA)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모형 (1)을 업종별로 추정하여 얻은 잔차를 DA로 측정하였는
데, 기업의 총발생액(total accruals; TA) 중 산업 평균 발생액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비재량적 발
생액(non-discretionary accruals; NDA)으로 보고,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인 잔차를 기업의 재량적 발
생액(discretionary accruals; DA)으로 측정한 것이다.
∆   ∆ 
 
 

             

  
  
  
  
TAt

: 당기순이익 - 영업현금흐름

ASSETt-1

: 전기말 총자산

△REVt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ARt

: 당기말 매출채권 – 전기말 매출채권

PPEt

: 당기말 유형자산

(1)

15) 법인세납부액은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추정하였다. 이연법인세비용은 이연법인세
부채의 변동액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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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표본을 이익조정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표본과 그 외의 두 그룹으로 구분
한다. 어떠한 관측치의 ETR 수준이 CFO ETR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우 분자효과(낮은 법인
세액)보다는 분모효과(높은 이익조정)로 인해 낮은 ETR이 관측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업종 내 (ETR - CFO_ETR)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ETR - CFO_ETR) 값이 중위값보다 작은 관
측치들은 이익조정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으로서 “Low ETR”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ETR - CFO_ETR) 값이 중위값 이상인 관측치들은 ETR 수준이 CFO ETR 수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표본으로, 이러한 표본은 Low ETR 그룹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는 이 표본을 “Low CFO ETR” 그룹으로 정의하였다.16)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위해 관측치가 Low ETR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1, Low CFO ETR 그룹
에 해당하는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인 LowETR 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ETR의 대용치
로 CASH_ETR과 GAAP_ETR을 각각 사용하므로, LowETR 변수도 각각 LowCASHETR과
LowGAAPETR로 측정된다.

3.3 기술통계량
조세회피 및 이익조정을 측정하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Table 3>의 Panel A와 같다.
ETR 및 CFO_ETR은 0과 1을 기준으로 절단(truncation)하였으며, DA 변수는 양 1% 극단치를 1%
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CASH_ETR 및 GAAP_ETR의 평균(중위수)은
22%(22%) 내외, CFO_CASH_ETR 및 CFO_GAAP_ETR의 평균(중위수)은 19%(15%) 내외로, ETR
측정치가 CFO_ETR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11,141개 관측치 중 Low ETR 그룹으로 분류되
는 관측치는 5,567개, Low CFO ETR 그룹으로 분류되는 관측치는 5,574개이다. 이익조정 대용치
인 DA의 경우, 평균이 0.002, 중위수는 0.004로, 모두 0을 조금 상회하는 값으로 산출되었다.
<Table 3>의 Panel B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제시한다. CASH_ETR 및 GAAP_ETR은
CFO_CASH_ETR 및 CFO_GAAP_ETR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상관계수는 0.3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TR과 CFO_ETR 측정치가 분모금액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조세회피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ETR과 별도로 CFO_ETR을 통
해 분모효과(이익조정효과)가 조세회피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CASH_ETR 및 GAAP_ETR은 DA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이익조정이 높을수
16) (ETR - CFO_ETR)의 중위값은 표본에 포함된 모든 업종에서 0보다 약간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ETR은 CFO_ETR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값을 갖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므로(<Table 3>의 Panel A 참조),
(ETR - CFO_ETR)의 중위값 또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Low ETR 그룹에는 ETR 값이 CFO
ETR 값보다 작거나 ETR 값이 CFO ETR 값보다 약간 큰 관측치들이 포함되며, Low CFO ETR 그룹의 경우 모든
관측치에서 ETR 값이 CFO ETR 값보다 크다. Low ETR 그룹이 CFO ETR 대비 ETR 값이 더욱 낮은 관측치들로만
구성되도록 (ETR - CFO_ETR)의 중위값 대신 (ETR – CFO_ETR)의 하위 33%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Low ETR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도 추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분석 결과와 다르지는 않았다(“4.6. 강건성
분석 4.6.1. Low ETR 및 Low CFO ETR 그룹을 다르게 정의한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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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ETR이 낮게 산출되어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
한다. 반면, CFO_CASH_ETR 및 CFO_GAAP_ETR은 DA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으로 인해 비과세 회계이익이 증가한다면 DA가 CFO_ETR에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과세 회계이익이 증가한다면 납부세액이 증가하므로 CFO_ETR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과세 회계이익 상향조정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익조정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표본을 의미하는 LowETR 변수는 DA와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ETR이 CFO_ETR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Low ETR 그룹의 정의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in variables

Panel A: Univariate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ean

SD

Min

Q1

Median

Q3

Max

CASH_ETR

11,141

0.223

0.140

0.000

0.148

0.219

0.276

0.999

GAAP_ETR

11,141

0.220

0.125

0.000

0.157

0.220

0.270

0.994

CFO_CASH_ETR

11,141

0.188

0.165

0.000

0.074

0.154

0.246

0.998

CFO_GAAP_ETR

11,141

0.188

0.164

0.000

0.077

0.153

0.245

0.998

LowCASHETR

11,141

0.500

0.500

0.000

0.000

0.000

1.000

1.000

LowGAAPETR

11,141

0.500

0.500

0.000

0.000

0.000

1.000

1.000

DA

11,141

0.002

0.064

-0.259

-0.030

0.004

0.037

0.225

Panel B: Pearson correlations
Variable

[1]

[1] CASH_ETR

1.000

[2]

[3]

[4]

[5]

[6]

[2] GAAP_ETR

0.756*

1.000

[3] CFO_CASH_ETR

0.386*

0.257*

1.000

[4] CFO_GAAP_ETR

0.321*

0.394*

0.920*

1.000

[5] LowCASHETR

-0.292*

-0.369*

0.385*

0.334*

1.000

[6] LowGAAPETR

-0.342*

-0.307*

0.375*

0.367*

0.902*

1.000

[7] DA

-0.153*

-0.144*

0.463*

0.454*

0.525*

0.535*

[7]

1.000

1) This table presents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in variables and their Pearson correlations in Panels A and B,
respectively.
2) Please see Appendix A for variable definitions.
3) * deno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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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4.1 분석 1: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분포 분석
4.1.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은 이익조정을 조세회피로 측정하는 ETR의 측정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ETR이 CFO ETR보다 현저히 낮은 Low ETR 그룹의 이익조정 행태를 직접 포착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에서의 관측치 분포 및 재량적 발생액 부호 및 규모 특성
을 분석한다(Burgstahler and Dichev 1997; Givoly et al. 2010; Guenther et al. 2021).
첫째,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관측치 분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만약 특정 표본집단의 이익성장
분기점 바로 위 구간에는 기대수준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관측치가 분포하고 아래 구간에는 기대
수준과 비슷하거나 유의하게 낮은 관측치가 분포한다면 해당 집단에 상향 이익조정이 발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CFO ETR보다 현저히 낮은 ETR이 조세회피가 아닌 이익조정에 기인한다면
Low ETR 그룹에서는 이익성장분기점 위 구간에서 기대보다 유의하게 많은 관측치가 분포하고
Low CFO ETR 그룹에서는 이러한 분포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Low ETR 그
룹과 Low CFO ETR 그룹의 이익성장분기점 부근 관측치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ivoly et al. (2010) 및 Guenther et al. (2021)에 따라 이익성장(earnings growth)을 (t-1) 연도 대비 t
연도의 순이익 변동을 (t-2) 연도의 기말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익성장분기점
에 근접한 구간의 폭은 ‘2*(IQR)*    ’로 계산하였다(Burgstahler and Dichev 1997; Givoly et al.
2010; Guenther et al. 2021). 이 때 IQR은 표본의 사분위수 범위를, N은 표본 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익성장분기점 바로 위에 인접하는 구간(양(+)의 근접구간)에 위치하는 관측치들의
재량적 발생액의 부호 및 규모를 살펴본다. 이 분석은 ‘이익성장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이익조정
을 하는 기업은 양(+)의 비기대 발생액을 발생시켰을 것이며 그 크기는 만약 해당 발생액을 계상하
지 않았다면 이익성장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수준’임을 전제한다(Givoly et al. 2010). 이에
분기점 바로 위 구간 내에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갖는 관측치의 비중 및 그 발생액으로 인해
분기점을 달성하게 된 관측치의 비중을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 각각에 대해 파악하
고 두 그룹이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분기점 바로 위 구간 내 양(+)의 재량적 발생액
을 갖는 관측치의 비중 및 그 발생액으로 인해 분기점을 달성하게 된 관측치의 비중이 Low CFO
ETR 그룹보다 Low ETR 그룹에서 더욱 높게 집계된다면, CFO ETR에 비해 현저히 낮은 ETR이 이
익조정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2 분석 결과
4.1.2.1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관측치 분포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관측치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anel A는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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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로 CASH_ETR을 사용한 경우, Panel B는 GAAP_ETR을 사용한 경우의 분석 결과이다. 먼저
CASH_ETR을 사용한 Panel A의 결과를 살펴보면 Low ETR 그룹은 분기점 바로 위 구간에서 기대
보다 많은 관측치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분기점 바로 위 구간에 분포하는 관측치 수는 468개
로 기대분포 408개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기점의 바로 아래
구간에 분포하는 관측치는 413개로 기대분포 382개보다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는 않다.17) 이는 Low ETR 그룹에서 상향 이익조정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Low CFO
ETR 그룹에서는 이익성장분기점 전후 모두에서 기대분포와 다르지 않은 분포를 보였다.
조세회피 측정치로 GAAP_ETR을 사용한 Panel B에서도 CASH_ETR을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결
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해 Low ETR 그룹에서만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이익조정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CFO ETR보다 현저히 낮은 ETR을 계상한 표본에서 이익조정에
의한 조세회피 오류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Table 4> Distribution of observations around zero earnings growth threshold

Panel A: ETR = CASH_ETR
Low ETR

Low CFO ETR

Actual Frequency

413.0

379.0

Expected Frequency

382.0

369.0

Standard Differences

1.33

0.44

Actual Frequency

468.0

409.0

Expected Frequency

408.0

381.0

Interval Just Below Zero

Interval Just Above Zero

Standard Differences
Interval Width

2.44**

1.20

0.0062

0.0041

17) 이익성장분기점의 바로 위 구간에서 기대분포보다 유의하게 많은 관측치가 분포하는 것이 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익성장분기점의 바로 아래 구간에서는 기대분포보다 유의하게 적은 관측치가 분
포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이익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Guenther et al. (2021)에서도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에서 분기점의 바로 위 구간에서는 기대분포보다 유의하게 많은 수의 관측치가, 바로 아래 구
간에서는 기대분포보다 유의하게 적은 수의 관측치가 보고되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의 분석에서 기대보다 유의하게
낮은 분포가 관측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분포 특성 영향일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Burgstahler and Dichev(1997), Degeorge et al. (1999), Givoly et al. (2010), Guenther et al. (2021)에서의 방법을 준
용하여 기대분포값을 계산하고 실제 분포와 기대분포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는데, 이는 표본의 표준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표준정규분포에 비해 첨도(kurtosis)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익성
장분기점 부근에 관측치가 몰려 있는 표본의 분포 특성으로 인해 분기점 아래 구간에서 실제 관측치 수가 기대분포
값에 비해 유의할 정도로 작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Low ETR
그룹에서 분기점 위 구간과 아래 구간의 분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가 (비록 분기점 아래 구간에서 기대분포에
비해 실제 관측치 수가 유의하게 적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익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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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ETR = GAAP_ETR
Low ETR

Low CFO ETR

Actual Frequency

406.0

394.0

Expected Frequency

387.5

373.0

Standard Differences

0.79

0.91

Interval Just Below Zero

Interval Just Above Zero
Actual Frequency

459.0

421.0

Expected Frequency

405.0

391.5

Standard Differences

2.22***

1.25

0.0061

0.0042

Interval Width

1) This table presents the results of the zero earnings growth threshold analysis.
2) Observations with Low ETR are defined as those with (ETR - CFO_ETR) below the industry median.
Observations with Low CFO ETR are defined as those with (ETR - CFO_ETR) above the industry median.
ETR and CFO_ETR are defined in Appendix A.
3) The earnings growth is calculated as the change in net income from year t-1 to year t divided by total
assets at the end of year t-2. The interval width is calculated as 2*(IQR)*    , where IQR is the sample
inter-quartile range and N is the number of observations. Actual frequency is the number of observations that
fall in the interval. Expected frequency is the average of the number of observations in the two adjacent
intervals. The standardized differenc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nd expected frequency in the
interval divided b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In calculating these, we follow Burgstahler and
Dichev (1997), Degeorge et al. (1999), Givoly et al. (2010), and Guenther et al. (2021).
4)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 levels, respectively.

4.1.2.2 이익성장분기점의 양(+)의 근접 구간에서의 재량적 발생액의 부호와 규모
<Table 5>는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별로 이익성장분기점의 바로 위 구간에 분

포하는 관측치들 중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갖는 관측치의 분포 및 양(+)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이익성장분기점을 초과한 관측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Panel A는 조세회피 측
정치로 CASH_ETR을 사용한 경우의 분포를, Panel B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GAAP_ETR을 사용한
경우의 분포를 보여준다. 두 Panel 모두에서 이익조정으로 인한 조세회피 오류가 기대되는 Low
ETR 그룹에서 Low CFO ETR 그룹에 비해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갖는 관측치의 비중이 유의
하게 높고, 양(+)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이익성장분기점을 넘기게 된 관측치의 비중도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조세회피 측정치로 CASH_ETR을 사용한 경우(Panel A),
Low ETR 그룹에서는 분기점 바로 위 구간에 해당하는 관측치 중 82.9%가 양(+)의 재량적 발생액
을 보고하고 79.3%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점 바로 위 구간에 해당하는 관측치 중 25.4%가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고하고 22.0%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Low CFO ETR 그룹에
비해 표본 집중도가 높다. GAAP_ETR을 사용한 경우(Panel B), 양 그룹 간의 분포 격차는 더욱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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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CFO_ETR에 비해 ETR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는 기업들
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이익조정으로 인해 낮은 ETR이 산출됨으로써 기업의 실제 조세회피 수준에
비해 더욱 조세회피를 많이 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
<Table 5> Discretionary accruals for observations in the “Just Above Zero” interval

Panel A: ETR = CASH_ETR
Low ETR

Low
CFO ETR

t-statistic
Difference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

82.9

25.4

20.94***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Larger than Excess
over Threshold (%)

79.3

22.0

20.64***

Mean DA

0.027

-0.028

18.14***

468

409

Low ETR

Low
CFO ETR

t-statistic
Difference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

83.9

24.0

22.32***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Larger than Excess
over Threshold (%)

80.6

20.7

22.19***

Mean DA

0.029

-0.028

19.86***

459

421

Interval Just Above Zero

N
Panel B: ETR = GAAP_ETR

Interval Just Above Zero

N

1) This table reports data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of observations with earnings growth in the interval just
above zero.
2) Please refer to Appendix A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and <Table 4> for the sample split and the interval
width calculation.
3) *** deno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percent level.

4.2 분석 2: ETR 측정치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관한 회귀분석
4.2.1 연구 방법
앞의 분석이 CFO_ETR 대비 낮은 ETR이 이익조정에 의한 조세회피 오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
를 발견하고자 이익조정 행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면, 두 번째 분석에서는 그 실증적 증거
를 확인하고자 Low ETR 그룹과 이익조정 대용치(DA)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관
측치가 Low ETR 그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량적 발생액(DA)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선형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으며, 재량적 발생액 수준별로 차별적 관계성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함께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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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변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

:

Dechow et al. (1995)의 수정 Jones 모형(모형 (1))으로부터 산출한 잔차로
측정되는 재량적 발생액

LowCASHETR

:

(CASH_ETR - CFO_CASH_ETR) 값이 표본 내 동일 업종 중위값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LowGAAPETR

:

(GAAP_ETR - CFO_GAAP_ETR) 값이 표본 내 동일 업종 중위값보다 작은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SIZE

:

기말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부채비율(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CFO

: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BIGAUDIT

: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IND

:

산업별 더미변수

YEAR

:

해당 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LowETR

주요 설명변수는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을 구분하는 표시변수인 LowETR이며
ETR 측정방법에 따라 LowCASHETR 및 LowGAAPETR이 각각 세부 대용치로 사용되었다. 종속변
수는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는 변수 DA로, Dechow et al. (1995)의 수정 Jones 모형으로부터 산출
한 잔차로 측정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기업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총자
산(SIZE), 부채비율(LEV), 영업현금흐름(CFO), 수익성(ROA), 대형회계법인 감사 여부(BIGAUDIT)
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업종별⋅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18)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Appendix B에 정리하였다.
4.2.2 분석 결과
모형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Panel A는 모형 (2)에 대한 OLS 분
석 결과를, Panel B는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OLS 분석에서 LowETR의 DA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산출되어, Low ETR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Low CFO ETR 그룹
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회귀분석은 종속변수

18) 본 연구 및 이하 모든 연구에서 연속형 변수는 양 1% 극단치를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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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설명변수 간의 평균적인 관계를 추정하는 OLS 분석과는 달리 종속변수의 각 분위에서 설명변
수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이익조정 수준 전반에 걸쳐 LowETR의 회
귀계수는 일관되게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에서 이익조정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구간인 Q20과 Q40 구간에서도 LowETR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유지하는데,
이는 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도 Low ETR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조정 수준이 Low
CFO ETR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조정 수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또
한 이익조정 수준이 높은 분위일수록 회귀계수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커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익조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구간에서 CFO ETR 대비 낮은 ETR이 분모
효과로 인해 조세회피를 과대측정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분위가 증가할수
록 회귀계수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증가하는 정도는 크지 않았다.
<Table 6> Regressions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ve ETR and discretionary accruals (DA)

Panel A: OLS regression results

ETR = CASH_ETR
Coeff.
t-statistic
Intercept
0.108***
12.09
LowETR
0.010**
2.21
SIZE
-0.004***
-12.98
LEV
0.015***
4.18
CFO
-0.832***
-17.45
ROA
0.854***
9.93
BIGAUDIT
-0.004***
-5.27
IND
Included
YEAR
Included
R²
0.795
N
11,141
Panel B: Quintile estimates obtained from estimating Equation (2)
ETR = CASH_ETR
DA quantile
Coeff. on LowETR
t-statistic
Q20
0.001**
2.41
Q40
0.001***
3.16
Q60
0.002***
4.11
Q80
0.003***
6.28
Avg. Pseudo R²
0.708
N
11,141
Variable

ETR = GAAP_ETR
Coeff.
t-statistic
0.107***
11.89
0.010**
2.24
-0.004***
-12.77
0.016***
4.52
-0.831***
-17.28
0.851***
9.81
-0.004***
-5.30
Included
Included
0.795
11,141
ETR = GAAP_ETR
Coeff. on LowETR
t-statistic
0.001***
2.76
0.001***
3.27
0.002***
4.47
0.003***
6.56
0.709
11,141

1) This table reports the OLS regression results and the quantile regression results from estimating the following
Equation (2).
                              

  
     





2) Please refer to Appendix A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3)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statistic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adjusted for clustering by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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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회피 측정치로 ETR을 사용하는 실증분석에서 ETR이 낮은 기업들은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선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CFO ETR은 낮지 않은 반면 ETR
만 낮은 기업은 분모효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 수준보다 더욱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취급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과대측정 오류로 인해 설령 실증분석의 결과가 달라
지지 않더라도 그 측정치 및 측정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효과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 시 ETR의 분모효과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4.3 분석 3: 영업현금흐름 및 발생액 변동이 법인세납부액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3.1 연구 방법
기업의 법인세납부액 수준(변동)은 세전회계이익의 크기(변동)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무제표
상 세전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ETR은 기업의 세전회계이익(ETR의 분모) 1원 당 법인세액(ETR의 분자)의 크기로 산출
되는데, 이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세 번째 분석에서는 세전회계이익을 세전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세분화하고, 세전영업현
금흐름 변동 및 발생액 변동이 각각 기업의 법인세납부액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직관적으로 세전영업현금흐름 증가는 법인세납부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금흐름
을 수반하지 않는 발생액의 증가가 법인세납부액의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지는 직
관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발생액 변동과 법인세납부액 변
동 간의 상관관계가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 및 법인세납부액 변동 간의 상관관계에 비해 훨씬 낮
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산출된다면, CFO ETR도 ETR처럼 기업 조세회피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는 측정치로서 의미가 있고 ETR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에 무리
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발생액 변동 또한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인세액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분모에 발생액을 포함하지 않는 CFO ETR은 조세회피
개념에 부합하는 적정한 측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과세되는 상향 이익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
생액 뿐만 아니라 법인세액도 함께 증가하며, 이러한 경우에 발생액 변동이 법인세액 변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CFO ETR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하면, 이익
조정으로 인해 증가한 발생액은 분모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증가한 법인세액만 분자에 반영되므로
조세회피를 과소측정하는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발생액 변동이 법인세액 변동에 통계
적 유의성이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면, CFO ETR을 기업 조세회피 수준을 파악하는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세 번째 분석을 통해 CFO ETR이 조세회피에 대한 직관적이
고 보편적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측정치는 아닌지, 그리고 ETR의 분모효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측정치로 활용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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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 기업의 총발생액 변동을 ΔTA 변수로 측정한 모형 (3) 및 총발생액을 비재량적 발생
액(ΔNDA)과 재량적 발생액(ΔDA)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모형 (4)를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       ∆    ∆ 
  ∆       

(3)

∆       ∆    ∆    ∆ 
  ∆       

(4)







각 변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TAX

:

(당기 법인세납부액 - 전기 법인세납부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PTCFO

:

(당기 세전영업현금흐름 - 전기 세전영업현금흐름)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TA

:

(당기 총발생액 - 전기 총발생액)으로 측정하며, 총발생액은 Dechow et al. (1995)의
수정 Jones 모형을 기초로 산출(모형 (1)의 좌변에 해당하는 금액)

∆NDA

:

(당기 비재량적 발생액 - 전기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며, 비재량적 발생액은
Dechow et al. (1995)의 수정 Jones 모형을 기초로 산출(모형 (1) 우변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합계액)

∆DA

:

(당기 재량적 발생액 - 전기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며, 재량적 발생액은
Dechow et al. (1995)의 수정 Jones 모형을 기초로 산출(모형 (1)에서 얻은 잔차)

∆SIZE

:

(당기 기말총자산 - 전기 기말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IND

:

산업별 더미변수

YEAR

:

해당 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모든 변수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변동분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법
인세납부액(CASH_ETR의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 변동분(ΔTAX)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는 세전영
업현금흐름 변동분(ΔPTCFO)및 발생액 변동분(모형 (3)의 ΔTA, 모형 (4)의 ΔNDA 및 ΔDA)이다.
TA, NDA, DA는 Dechow et al. (1995)의 수정 Jones 모형을 기초로 산출한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변동분(ΔSIZE), 산업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변동분 변수 측정을 위해
당기 이전 금액이 필요하므로 표본 수는 11,141개에서 8,497개로 감소하였으며, ΔPTCFO, ΔNDA,
ΔDA 변수의 결측치로 인해 관측치 수가 더 줄어들었다.
모형 (3)과 모형 (4)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Appendix
C에 정리하였다. ΔTAX와 ΔPTCFO의 상관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ΔTAX와 ΔTA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ΔTAX와 ΔNDA 또는 ΔDA의 상
관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전이익 중 영업현금흐름
증가만이 법인세액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발생액 증가는 법인세액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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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또는 오히려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전영업현
금흐름과 발생액 간의 상관관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므로
다음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4.3.2 분석 결과
모형 (3) 및 모형 (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Table 7>의 Panel A와 Panel B의 첫 번째 열
에 정리하였다. 모형 (3)과 모형 (4) 모두에서 세전영업현금흐름의 변동(ΔPTCFO)은 법인세납부
액 변동(ΔTAX)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
다. 발생액 변동의 회귀계수의 경우, 총발생액 변동(ΔTA)은 법인세납부액 변동(ΔTAX)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ΔPTCFO)의 회귀계수에 비해 그 규모가 작
다(Panel A). 총발생액을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구분한 모형 (4)에 대한 분석에서
비재량적 발생액 변동(ΔNDA)은 법인세납부액 변동(ΔTAX)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만 재량적 발생액 변동(ΔDA)은 법인세납부액 변동(ΔTAX)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anel B).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ΔDA)이 법인세액 변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법인세액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익조정
이 ETR의 분모에 반영됨으로써 ETR이 기업의 실제 조세회피 수준에 비해 과소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분모에 재량적 발생액이 반영되지 않는 CFO ETR 측정치가 조세회피에
대한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측정치가 아니라는 점도 강건하게 해 준다. 즉,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조정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CFO ETR은 ETR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세회피 측정치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열은 각각 발생액 변동(ΔTA, ΔNDA, ΔDA) 및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Δ
PTCFO)을 나타내는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19)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과
발생액 변동을 둘 다 설명변수로 반영한 경우(첫 번째 열), 발생액 변동분 변수를 설명변수에서 제
외한 경우(두 번째 열),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분 변수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한 경우(세 번째 열)의
모형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ΔPTCFO) 및 발생액 변동(ΔTA, ΔNDA, Δ
DA)이 각각 법인세납부액 변동(ΔTAX)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분석 결
과, 발생액 변동분 변수가 제외된 두 번째 열에서는 첫 번째 열에 비해 결정계수(모형설명력)가 약
간 낮아진 반면, 세전영업현금흐름 변동분 변수가 제외된 세 번째 열에서는 결정계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법인세납부액에 대한 세전영업현금흐름의 설명력이 발생액의 설
명력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세전회계이익을 구성하는 요소 중 세전영업현금흐름이 발생액
19) 두 번째 및 세 번째 열에서의 분석은 모형 변수 구성에 따라 모형설명력(결정계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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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법인세납부액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법인세납부액에 대한 설명력도 훨씬 높다. 이
는 CFO ETR이 기업 조세회피를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개념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ETR에 비해
이익조정의 영향으로부터 보다 강건한 조세회피 측정치임을 시사한다.
<Table 7> Regressions of changes in operating cash flows and accruals on changes in taxes paid

Panel A: Results of estimating Equation (3)
∆TA
excluded

Baseline

∆PTCFO
excluded

Coeff.

t-statistic

Coeff.

t-statistic

Coeff.

t-statistic

Intercept

-0.016***

-3.59

-0.016***

-3.60

-0.015***

-3.35

∆PTCFO

0.043***

4.69

0.031***

5.65

∆TA

0.019**

2.07

0.001

0.21

∆SIZE

0.001***

5.79

0.001**

5.53

0.001***

5.04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R²

0.071

0.054

0.017

N

8,007

8,007

8,497

∆NDA and ∆DA
excluded

∆PTCFO
excluded

Panel B: Results of estimating Equation (4)
Baseline
Coeff.

t-statistic

Coeff.

t-statistic

Coeff.

t-statistic

Intercept

-0.014***

-2.86

-0.016***

-3.60

-0.013***

-2.66

∆PTCFO

0.030***

4.66

0.031***

5.65

∆NDA

-0.029***

-2.61

-0.044***

-2.96

0.003

0.70

-0.011**

-2.52

0.001***

4.53

0.000***

4.25

∆DA
∆SIZE

0.001***

5.53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R²

0.056

0.054

0.028

N

7,030

8,007

7,384

1) This table reports the regression results from estimating the following Equations (3) and (4).
∆        ∆    ∆    ∆  

       
       


∆        ∆    ∆     ∆    ∆  



2) Please refer to Appendix A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3)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statistic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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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 4: 기업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재수행 예시
4.4.1 연구 내용 및 모형 설명
마지막 분석에서는 기업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존의 분석
외에 이익조정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재수행한다. 이를 통해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
로 사용한 실증분석에서 ETR의 이익조정 효과(분모효과)가 실제 실증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ETR 측정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재수행한 선행연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
증분석한 심해린 등(2019)의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법인 수입금액 규모별 매년 세무조사 선정률(세무조사 적발위험의 대용치임)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세무조사 적발위험이 높을수록) 기업들
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심해린 등(2019)에서는 분석을 위해 국내 유가
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2007-2017년의 총 13,964개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사용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분석 결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여 분석을 재
수행하기로 한다.20)
분석 재수행을 위해 심해린 등(2019)의 연구모형인 아래 모형 (5)를 사용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AUDITPROB는 국세통계연보상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통해 산출한 세무조사 선정률(직
전 사업연도 기준 동일한 수입금액 구간에 속하는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당해 연도에 세무조사
가 완료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TR 변수는 앞에서 제시한 CASH_ETR 및 GAAP_ETR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측정된다. 심해린 등(2019)에서는 세무조사 선정률과 기업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CASH_ETR 및 GAAP_ETR 값에 ‘-1’을 곱한 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사용한 ETR과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1’을 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모형과 차이가 있다. ROA 변수의 경우, 본 논문에서 설계한 모형 (2)에서의 변수 측정
방법과 심해린 등(2019)에서의 변수 측정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
해 모형 (5)에서는 ROA2로 표시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앞에 제시된 변수와 동일하게 측정
된다.
                     
                      
      



(5)



20) 선행연구 재수행 예시에 사용된 표본(13,964개 기업연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본 논문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표본 구성 방법 및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심해린 등(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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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ETR

:

유효법인세율

CASH_ETR

:

법인세납부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

GAAP_ETR

: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

AUDITPROB

:

직전 연도 기준 동일한 수입금액 구간에 속하는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중
당해 연도에 세무조사가 완료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세무조사 선정률)

SIZE

:

기말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부채비율(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CFO

: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2

:

당기순이익/총자산평잔

NOL

:

전기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있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BIGAUDIT

: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CS

:

대주주의 지분율

FS

:

외국인주주의 지분율

IND

:

산업별 더미변수

YEAR

:

해당 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심해린 등(2019)에서는 연구모형 (5)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AUDITPROB과 ETR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기업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결정요
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이익조정이 ETR의 분모
에 반영되는 효과가 AUDITPROB과 ETR 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
형 (5)를 토대로 몇 가지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첫째, 모형 (5)에 포함되지 않은 DA 변수(앞에서
정의하였음)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분모에 이익조정이 반영되는
일반적인 ETR 대신 CFO ETR을 종속변수로 대체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셋째, 앞에서 표본을 이익
조정의 영향을 받는 Low ETR 그룹과 그렇지 않은 Low CFO ETR 그룹으로 구분한 것처럼 심해린
등(2019)에서 사용된 13,964개 관측치를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심해린 등(2019)의 회귀분석에 비해 이
익조정 효과를 더욱 엄격히 통제한 것이다. 이들 분석 결과에서 보고되는 AUDITPROB과 ETR 간
의 상관관계가 기존 분석에서의 상관관계에 비해 더욱 낮아지거나 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된다면, 보편적인 조세회피 측정치인 ETR이 이익조정 효과(분모효과)로 인해 기업 조세
회피 수준을 과대측정할 수 있다는 우리의 추론이 실제 실증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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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분석 결과
모형 (5)에 대한 실증분석 수행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Panel A는 종속변수가
CASH_ETR인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이고, Panel B는 종속변수가 GAAP_ETR인 경우의 분석 결과
이다. 첫 번째 열에서는 이익조정 효과를 고려한 다른 분석과의 비교를 위해 심해린 등(2019)에서
보고한 주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21) 세무조사 선정률이 기업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보여주는 AUDITPROB의 CASH_ETR(GAAP_ETR)에 대한 회귀계수는 0.417(0.325)로 산출되
었다.22)
<Table 8>의 두 번째 열에서는 DA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분석 결과, Panel A와 Panel B 모두에서 AUDITPROB의 회귀계수 값이 첫 번째 열의 회귀계수
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현저하게 작아지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바뀌지는 않았다. 즉, 이익조정
통제변수를 모형 내에 포함하여 이익조정의 영향을 통제한다고 해서 실증분석 결과가 경제적으로
의미있을 정도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세 번째 열에서는 기존 ETR 대신 CFO_ETR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모형 (5)를 회귀분석한 결과
를 보여준다. ETR의 분모인 세전회계이익과 CFO_ETR의 분모인 세전영업현금흐름 간의 높은 상
관관계로 인해 여전히 양(+)의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여 연구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AUDITPROB의 회귀계수 값이 첫 번째 열(ETR 사용 시)의 회귀계수 값에 비해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이는 ETR 측정치 사용 시 회귀계수에 기반한 경제적 효과가 과대측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열에서는 심해린 등(2019)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표본(13,964개의 관측
치)을 본 논문에서 정의한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대해 모
형 (5)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를 CASH_ETR로 측정한 Panel A의 경우, 이익조
정을 많이 한 것으로 예상되는 Low ETR 그룹에서는 주요 설명변수인 AUDITPROB의 ETR에 대한
회귀계수가 0.377,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Low CFO ETR 그룹에서는
AUDITPROB의 회귀계수가 0.298로 산출되었다. Low ETR 그룹에서는 첫 번째 열의 회귀계수와
비교하여 회귀계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Low CFO ETR 그룹에서는 회귀계수가 현저하게 감소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1% 유의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를 GAAP_ETR로 측정한 Panel B에서도 Low ETR 그룹에 비해 Low CFO ETR 그룹에서
AUDITPROB의 회귀계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산
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익조정을 많이 한 관측치들이 표본에 포함됨으로써(첫 번째 및 네
번째 열의 분석과 같이) 조세회피 결정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측정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즉, 심해린 등(2019)에서 도출한 결론은 세무조사에 따른 적발위험이 감소하면(세무조사
21) 심해린 등(2019)의 <표 6>의 첫 번째 열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22) 심해린 등(2019)에서는 원래의 ETR 값에 ‘-1’을 곱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Table 8>에 보고된 회귀계
수의 부호는 심해린 등(2019)에서 보고한 회귀계수 부호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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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조세회피 수준을 높이므로 더 낮은 ETR을 보고한다는 것인데, 표본
에 조세회피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이익조정으로 인해 낮은 ETR을 보고하는 기업들이 포함됨으로
써 세무조사 선정률이 낮아짐으로써 기업의 ETR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욱 과대측정될 수 있는 것
이다. 반면, 이익조정 효과(분모효과)에 의해 낮은 ETR이 산출되어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관측치들을 제외하고 실증분석한 경우(다섯 번째 열의 분석과 같이)에는 세무조사 선정률
과 ETR 간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관측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ETR의 분모효과가 통제된
결과로서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기업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Table 8> Re-examination of Shim et al. (2019) using ETR- and CFO ETR-based measures of tax avoidance

Panel A: The dependent variable = CASH_ETR
Independent
variable

Baseline

Including DA as
Using CFO_ETR as
a control
a dependent variable
variable

Subsample
Low ETR

Low CFO ETR

Coeff.

Coeff.

Coeff.

Coeff.

Coeff.

0.064

0.058

0.073

0.131**

0.091

AUDITPROB

0.417***

0.407***

0.357***

0.377***

0.298***

SIZE

0.004**

0.005**

0.002

-0.001

0.007**

LEV

-0.008

-0.007

-0.068***

-0.059***

0.007

CFO

0.021

-0.038

-0.361***

-0.112***

-0.038

ROA2

-0.568***

-0.489***

0.627***

0.226***

-1.231***

NOL

-0.082***

-0.081***

-0.074***

-0.080***

0.013

0.004

0.003

0.011***

0.008**

-0.001

CS

0.020**

0.022**

0.024**

0.017*

0.006

FS

0.028

0.026

0.038*

0.088***

-0.016

Intercept

BIGAUDIT

DA

-0.095***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R²

0.084

0.085

0.064

0.110

0.133

N

13,964

13,964

13,964

6,778

7,186

Panel B: The dependent variable = GAAP_ETR
Independent
variable

Baseline

Including DA as
Using CFO_ETR as
a control
a dependent variable
variable

Subsample
Low ETR

Low CFO ETR

Coeff.

Coeff.

Coeff.

Coeff.

Coeff.

-0.060

-0.065

-0.010

-0.110**

0.171***

AUDITPROB

0.325***

0.317***

0.313***

0.374***

0.054

SIZE

0.009***

0.009***

0.005**

0.010***

0.002

Inter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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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

0.008

0.009

-0.057***

-0.053***

0.031***

CFO

0.024*

-0.023

-0.378***

-0.079***

-0.027

ROA2

-0.350***

-0.286***

0.780***

0.215***

-0.818***

NOL

-0.073***

-0.072***

-0.074***

-0.076***

0.038***

0.002

0.001

0.004

0.006**

0.001

CS

0.032***

0.033***

0.040***

0.028***

0.013

FS

0.017

0.016

0.015

0.045***

0.027

BIGAUDIT

DA

-0.077***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R²

0.098

0.099

0.076

0.177

0.103

N

13,964

13,964

13,964

6,971

6,993

1) This table reports the regression results for the re-examination of Shim et al. (2019) using ETR- and CFO
ETR-based measures of tax avoidance. We re-estimate the following Equation (5).
                 ≤                     
        
  
     





2)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statistic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3) Please refer to Appendix A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and <Table 4> for the sample split.

분석 4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한 첫 번째 열에서의 AUDITPROB
의 회귀계수는 나머지 열의 AUDITPROB 회귀계수 값에 비해 높다. 즉, 이익조정을 고려한 나머지
열의 분석에 비해 단순히 ETR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 세무조사 선정률이 기업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게 산출되었다. 연구모형이나 변수에 따라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
겠지만, 본 분석의 결과는 ETR을 이용한 조세회피 실증분석 시 분모효과로 인해 모형의 측정치와
측정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경제적 효과의 규모가 실제값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구체적, 직
접적 증거이다. 이러한 이익조정 효과가 실증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TR과 CFO ETR 측정치를 함께 사용하고 두 측정치 간의 값을 비교함
으로써 ETR의 분모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ETR
및 CFO ETR 값이 크게 괴리되어 있는 관측치(분모효과에 의해 낮은 ETR이 관측된 관측치)를 표
본에서 제거하거나 이들 관측치와 그렇지 않은 관측치를 나누어 별도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면 분
모효과를 통제한 후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어 분자효과로 인한 진정한 조세회피의 규모 측정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4.5. 추가분석 4.5.1. 장기유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에서 살
펴보겠지만 단기(1년) ETR 대신 장기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이익조정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ETR에 반영되는 이익조정 효과로 인해
실증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법론의 예시일 뿐이며, ETR의 이익조정 효과를 통
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128 –

심해린ㆍ최기호ㆍ유지선

Vol. 47, No. 2, 2022

4.5 추가분석
4.5.1 장기유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
Dyreng et al. (2008)에서 장기간에 걸친 ETR(5년 및 10년 ETR)을 통해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방
법론을 제시한 이후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기유효법인세율(long-run effective tax rates)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해 왔다. 장기간에 걸쳐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는 경우 일시적 차이를 활용한 단기
적인 조세회피가 상쇄되므로, 장기 ETR은 1년 단위의 ETR에 비해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세
회피 수준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익조정도 대체로 차년도 이후에 반대급부로 돌아올 가능성
이 높으므로, ETR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분모효과) 또한 1년 단위의 ETR에 비해 장기 ETR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분석에서는 1년 단위의 ETR 대신 3년 및 5년 단위의 ETR을 사
용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요 분석을 재수행함으로써 장기 ETR의 경우 이익조정의 영향이 완화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3년 ETR(Three-Year ETR)은 (t-2) 연도부터 t 연도까지 3년 간의 법인세
납부액(또는 법인세비용)의 합계를 3년 동안의 세전이익 합계로 나눈 값으로, 5년 ETR(Five-Year
ETR)은 (t-4) 연도부터 t 연도까지 5년 간 법인세납부액(또는 법인세비용)의 합계를 5년 동안의 세
전이익 합계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23) CFO_ETR은 분모에 3년 또는 5년 동안의 세전이익 대신
세전영업현금흐름을 넣어 측정한다.
장기 ETR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요 분석을 재수행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조세회피 측정
치로 CASH_ETR을 사용한 경우의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으며, GAAP_ETR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
는 CASH_ETR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anel A는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관측치 분포에 대한 결과를, Panel B는 이익성장분기점의 양(+)의 근접구간에서의 재량적 발생액
분포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3년 및 5년 ETR과 같은 장기 ETR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Low ETR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에서 이익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1년 단위 ETR에 비해 실제 관측치 수와 기대분포 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
였고(Panel A),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5년 GAAP_ETR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점 바로 위 구
간에서도 실제 관측치 분포와 기대분포 간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 간의 이익성장분기점 양(+)의 근접 구간의 이익조정 수준 격차도 1년
단위 ETR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더욱 줄어들었다(Panel B). Panel C에서는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 간에 DA 수준이 유의하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LowETR의 DA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산출된 주요 분석과는 달리
LowETR의 회귀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TR을 장기로 측정할수록
23) 장기 ETR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추가분석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주요 분석
에 사용된 관측치 수에 비해 감소하였다. 3년 ETR 및 5년 ETR을 사용한 분석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
년 ETR 분석과 5년 ETR 분석에서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였다. 즉, 3년 ETR 측정을 위해서는 (t-2) 연도 자료까지만
확보되면 되지만, 5년 ETR 분석과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기 위해 3년 ETR 분석에서도 (t-4) 연도 자료까지 수집가능
한 관측치를 표본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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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ETR 대비 낮은 ETR과 이익조정 간의 연관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4) 정리해보
면,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에서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장기에 걸쳐 측정된 ETR이
이익조정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분포 분석을 통해 장기 ETR로 조세회피를 측정하더라도 이익
조정 효과가 완화될 뿐 여전히 낮은 ETR이 높은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Guenther et al.
(2021)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Table 9> Results using long-run ETR

Panel A: Distribution of observations around Zero Earnings Growth Threshold
Three-Year CASH ETRs

Five-Year CASH ETRs

Low ETR

Low CFO ETR

Low ETR

Low CFO ETR

Actual Frequency

275.0

266.0

272.0

263.0

Expected Frequency

251.5

242.0

253.5

255.0

Standard Differences

1.24

1.29

0.98

0.43

Actual Frequency

290.0

270.0

290.0

283.0

Expected Frequency

258.0

244.0

256.0

256.0

Standard Differences

1.66*

1.39

1.77*

1.41

0.0063

0.0043

0.0063

0.0045

Interval Just Below Zero

Interval Just Above Zero

Interval Width

Panel B: Discretionary accruals for observations in the “Just Above Zero” Interval
Three-Year CASH ETRs

Five-Year CASH ETRs

Low ETR

Low
CFO ETR

Low ETR

Low
CFO ETR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

66.2

41.9

60.0

46.3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Larger than
Excess over Threshold (%)

61.0

39.3

55.9

43.1

Mean DA

0.013

-0.013

0.007

-0.010

290

270

290

283

Interval Just Above Zero

N

24) 분위회귀분석에서도 DA 분위 전반에 걸쳐 LowETR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산출되지 않아, 1년 단위
ETR을 사용한 주요 분석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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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C: OLS regression results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ve ETR and DA
Variable
LowETR

ETR = Three-Year CASH ETRs

ETR = Five-Year CASH ETRs

Coeff.

t-statistic

Coeff.

t-statistic

0.005

1.10

0.003

1.07

Controls

Included

Included

R²

0.725

0.725

N

6,433

6,433

1) This table presents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main analyses for long-run ETR measures. Three-Year
CASH ETR is measured by dividing the sum of a firm’s cash taxes paid over a three-year period (from year
t-2 to year t) by the sum of its pretax income over the same three-year period. Five-Year CASH ETR is
measured by dividing the sum of a firm’s cash taxes paid over a five-year period (from year t-4 to year t)
by the sum of its pretax income over the same five-year period.
2) Please refer to Appendix A for the variable definitions and <Table 4> for the sample split and the interval
width calculation
3) * deno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percent level. In Panel C, t-statistic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4.5.2 BTD 측정치에 관한 분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BTD를 통해 기업 조세회피를 측정하기도 한다. 일반
적으로 BTD는 세전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을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측정하는
데, 이러한 BTD는 ETR과 마찬가지로 세전이익을 조세회피 측정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조정의 효과가 BTD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TD 측정치가 조세회피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측정치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왔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정치로서 BTD를 총발생액에
회귀하여 BTD에서 총발생액과 관련된 부분(이익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한 잔차(DDBTD)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하는 방법이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후 BTD에
서 이익조정과 관련된 요소를 제거한 DDBTD가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되어
왔다. 신영효 등(2017)에 따르면 BTD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한 2007-2016년 동안의 국내 선행
연구 154편 중 125편이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해 고안된 방법에 따른 BTD를 사용하였다.
이번 추가분석에서는 ETR 대신 BTD와 DDBTD를 기준으로 표본을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과 이익조정을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을 구분하여 첫 번째 및 두 번
째 주요 분석을 재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BT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TR을 사용한 분석과 유사하
게 이익조정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DBTD는 이익조정과 관련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측정치이므로 DDBTD를 기준으로 표
본을 구분하여 분석을 재수행하는 경우 ETR과 BTD 측정치를 사용한 분석에 비해 이익조정의 증
거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DDBTD 역시 세전이익에 기초하여 산출되므로
여전히 이익조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ETR을 사용한 분석과 유사하게 높은 DDBT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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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다.
주요 분석에서는 (ETR - CFO_ETR) 동일 업종 내 중위수를 기준으로 표본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
지만, BTD 값은 CFO ETR 값과 측정단위가 다르므로 두 값을 차감하는 방법은 적정하지 않다. 따
라서 추가분석에서는 BTD와 CFO ETR을 각각 동일 업종 내 중위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이는 Guenther et al. (2021)에서의 그룹 구분 방법과 유사한 것이다. BTD가 중위수보
다 큰(작은) 측정치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정치가 중위
수보다 큰(작은) CFO ETR을 보고한다면 현금흐름 기반 측면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높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즉, 이러한 측정치는 실제로는 조세회피 수준이 낮지만(높지만) 높은(낮은)
수준의 이익조정에 의해 BTD가 높게(낮게) 산출됨으로써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낮은) 것으로 취
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BTD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큰 관측치를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반대로 BTD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작은 관
측치를 상대적으로 이익조정을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BTD로 일반 BTD를
사용한 경우와 DDBTD를 사용한 경우로 각각 분석하였고, CFO ETR은 각각 CFO_CASH_ETR 및
CFO_GAAP_ETR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BTD를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한 경우,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
요 분석 모두에서 BTD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이익조
정을 더욱 많이 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ETR 측정치를 사용한 주요 분석 결과와 유
사한 것이다. DDBTD를 사용하여 그룹을 구분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두 그룹 간에 이익조정 수
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DDBTD는 ETR과 BTD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조정의
영향이 덜 반영되는 측정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그룹 간에 이익성장분기점의 양(+) 근
접 구간에서의 재량적 발생액 평균값, 양(+)의 재량적 발생액 비중,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분기
점을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하게 된 관측치의 비중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2)
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두 그룹 간의 DA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산출되었다.25) 다만,
이익성장분기점 전후 구간에서의 실제 관측치 분포와 기대분포를 비교하는 분석에서는 DDBTD
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큰 관측치 그룹에서만 이익조정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DDBTD 측정치가 이익조정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TR의 이익조정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계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방법을 BTD 측
정치에 준용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해 봄으로써 BTD도 ETR과 마찬가지로 이익조정으로 인해 실제
25) 주요 분석에서 모형 (2)에 포함되는 LowETR 변수를 통해 표본에 속한 관측치들을 Low ETR 그룹 또는 Low CFO
ETR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분석에서 정의하는 ‘BTD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큰 관측치’와 ‘BTD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작은 관측치’를 변수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BTD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큰 경
우 1(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와 BTD와 CFO ETR 둘 다 중위수보다 작은 경우 1(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
미변수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표본은 두 그룹 뿐만 아니라 BTD는 중위수보다 크지만(작지만) CFO ETR은 중위
수보다 작은(큰) 그룹에 속하는 관측치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분석에서는 모형 (2)에서 주요 설명변수 한
개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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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수준에 비해 조세회피가 과다측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상 이익조정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DDBTD에 관한 분석에서도 이익조정의 증거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DDBTD도 기본적으로 세전이익을 조세회피 측정의 기준점으로 삼는 BTD 측정치 중 하나이므로
여전히 이익조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ETR 측정치가 분모효과로 인해
조세회피를 과대측정할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찾고 그에 관한 대안적 측정치까지 제시하
고 있지만, BTD 측정치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측정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BTD 측정치의 이익조
정 효과가 실증분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대안적인 측정치를 도출하는 것
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심도있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4.5.3 ETR 측정치 및 이익조정에 관한 단변량분석
이번 추가분석에서는 DA, ETR, CFO_ETR 및 (ETR - CFO_ETR)에 관한 단변량분석을 통해 표본
내 각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주요 분석에서 전체 표본을 업종 내 (ETR CFO_ETR)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ETR - CFO_ETR) 값이 중위수보다 작은 Low ETR 그룹과 중위
수 이상인 Low CFO ETR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Low ETR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Low CFO ETR 그룹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DA)의 크기가 유의하게 크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ETR - CFO_ETR)를 연속형 변수가 아닌 0 또
는 1의 값을 갖는 범주형 변수로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분석을 통해 (ETR - CFO_ETR) 실제 값의 분
포를 살펴봄으로써 두 번째 주요 분석에서 관측하지 못한 변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본 전체를 DA 또는 ETR 분위별로 나누고 각 분위 내에서의 ETR, CFO_ETR 및 (ETR CFO_ETR) 평균값을 비교함으로써 DA와 ETR 측정치 간의 분포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본 전체를 DA 기준 3분위로 구분하고 각 분위별로 ETR, CFO_ETR 및 (ETR CFO_ETR)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DA 값이 큰 구간일수록 ETR 및 (ETR - CFO_ETR)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두 번째 주요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이익조정이 ETR 측정
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DA 분위 간 ETR 수준을 고르게 하기 위해 전체 표본
을 ETR 또는 CFO_ETR을 기준으로 3분위로 구분한 다음 각 ETR 분위 내에서 DA 값을 기준으로
다시 3분위로 표본을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으로 DA 분위 간 ETR을 유사한 수준으
로 통제한 경우에도 DA 값이 큰 구간일수록 CFO_ETR에 비해 ETR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세회피 측정치로 CASH_ETR 및 GAAP_ETR 각각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생략하기로 한다.

4.6 강건성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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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전반적으로 주요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산출되어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표로 제시하지는 않으며, 추
가분석 방법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4.6.1 Low ETR 및 Low CFO ETR 그룹을 다르게 정의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을 동일 업종 내 (ETR - CFO_ETR) 중위값을 기준으로 Low ETR 그룹
과 Low CFO ETR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을 다르게 정의하는
두 가지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ETR – CFO_ETR) 값이 표본 중간에 머무르는 관측치들은
제거하고 표본의 양끝에 분포하는 관측치들만 사용하여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표본에서 (ETR – CFO ETR) 값이 하위 33%보다 작은 관측치는 Low ETR 그룹으로,
상위 33%보다 큰 관측치는 Low CFO ETR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앞의 추가분석 “4.5.3. DA
및 ETR 측정치에 관한 단변량분석”에서와 같이 전체 표본을 먼저 ETR 기준 3분위로 구분한 후 각
ETR 분위 내에서 동일 업종 내 (ETR - CFO_ETR) 중위값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
을 재수행하였다. 이러한 그룹 구분은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 간 ETR 수준을 더욱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전체 표본은 각각 CASH_ETR, GAAP_ETR, CFO_CASH_ETR 및
CFO_GAAP_ETR을 기준으로 3분위로 구분하였다. 추가분석 결과는 주요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어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4.6.2 Guenther et al. (2021)의 방법을 준용하여 그룹을 구분한 분석
이번 추가분석에서는 Guenther et al. (2021)에서의 방법에 따라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
되는 그룹과 이익조정을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을 정의하여 주요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Guenther et al. (2021)에서는 ETR은 표본의 중위수보다 낮지만 CFO ETR은 표본의 중위수보다 낮
지 않은 관측치를 높은 이익조정에 의해 낮은 ETR이 산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Low CASH ETR
Only”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CFO ETR은 표본의 중위수보다 낮지만 ETR은 표본의 중위수보다 높
은 관측치에 대해서는 이익조정을 적게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ETR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 관측치를 “Low CFO ETR Only”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앞에서
표본을 Low ETR 그룹과 Low CFO ETR 그룹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Guenther et al. (2021)의 구분
방법을 따라 Low CASH(또는 GAAP) ETR Only 그룹 및 Low CFO CASH(또는 GAAP) ETR Only
그룹으로 정의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요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에서
Low CASH(또는 GAAP) ETR Only 그룹 및 Low CFO CASH(또는 GAAP) ETR Only 그룹에 해당
하는 관측치(기업연도)는 각각 1,660개(1,758개)로 분석된다. 분석을 재수행한 결과, 주요 분석 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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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기타 강건성 분석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 1-3 수행 시 2020년에 해당하는 기업연
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2020년을 분석대상기간에 포함하는 추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대상기간을 K-IFRS 도입 이전(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과 이
후(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로 나누어 각각 주요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분석 재수행 결과,
K-IFRS 도입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 모두에서 주요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K-IFRS 도입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서 다소 간의 결과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차이이므로, K-IFRS 도입이 본 연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ETR 및 CFO_ETR을 0과 1을 기준으로 절단(truncation)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TR 및 CFO_ETR을 0과 1 사이로 조정(winsorization)하는 등 표본 내 ETR 측정치의 극단값이 분
석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전히 주요 분
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ETR 측정치의 극단값에 대한 처리방법이 주요 분석 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비과세되는 회계이익의 상향조정으로 세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실제 기업의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TR은 이를 조세회피로 해석한다. 이는 ETR의 측정 산식을 통해서 쉽게 예상
가능한 사안이고, 그에 따라 오래전부터 ETR 분모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Zimmerman 1983; Shevlin and Porter 1992; Gupta and Newberry 1997), 이익조정으로 인한
ETR의 조세회피 과대측정 우려에 관하여 실증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거나 강건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으로 인한 ETR의 측정 오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
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ETR이 CFO ETR보다 현저히 낮은
기업 표본에서 이익조정의 증거를 포착하였다. 나아가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납부액 간 높은 상관
관계를 통해 CFO ETR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 선행연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26) 이익성장분기점 부근의 관측치 분포를 살펴본 첫 번째 주요 분석에서 Low CFO ETR Only 그룹의 경우 이익성장분
기점 전후 모두에서 기대분포보다 유의하게 많은 관측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분석 시 Low CFO
ETR 그룹에서 이익성장분기점 전후 모두에서 기대분포와 다르지 않은 분포를 보인 것과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우
리는 이익성장분기점을 기준으로 0 이하인 구간과 0 이상인 구간 간에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서 이익조정의
증거를 찾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가분석 결과에 대해 주요 분석 결과와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
익성장분기점 전후에서 기대분포보다 유의하게 많은 관측치가 분포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분포 특성
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관해서는 각주 18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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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행함으로써 분모효과가 실증분석 모형의 측정치 및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ETR을 이용한 실증분석 시 CFO ETR을 대용치로 함께 사용하여 분모효과
를 검증하거나, 이익조정으로 인한 편의를 내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표본을 제거 또는 분리하
여 분석하여 분모효과를 통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을 통해 단기(1
년) ETR 대신 장기 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도 이익조정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개념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ETR의 분모효과를 실증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국내 기업표본에서도 ETR의 분모효과가 관측되고 그
분모효과가 실증분석 측정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ETR을 이용하
는 향후 국내 조세회피 실증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연구의 주제 및 목적, 표본과 연구모
형의 성격 등에 따라 분모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
이 모든 후속연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
법론은 ETR 측정치에 반영되는 이익조정 효과로 인해 실증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며, 이러한 ETR의 이익조정 효과를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ETR에 반영되는 이익조정의 영향(분모효과)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CFO ETR이 ETR과 함께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이며, CFO ETR이 ETR보다 기업 조세회피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더욱 우월한 측정치
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으며,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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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Appendix A> Variable definitions

Panel A: Definition of main variables
CASH_ETR

: the cash effective tax rate defined as the cash taxes paid divided by pretax income;

GAAP_ETR

: the effective tax rate defined as the total income tax expense divided by pretax income;

CFO_CASH_ETR

: the alternative cash effective tax rate calculated as the cash taxes paid divided by
pretax operating cash flows;

CFO_GAAP_ETR

: the alternative effective tax rate calculated as the total income tax expense divided
by pretax operating cash flows;

LowCASHETR

: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1 for firms with (CASH_ETR - CFO_CASH_ETR)
below the industry median, and 0 otherwise;

LowGAAPETR

: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1 for firms with (GAAP_ETR - CFO_GAAP_ETR)
below the industry median, and 0 otherwise;

DA

: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d as the residual term estimated based on the Modified
Jones Model from Dechow et al. (1995).

Panel B: Definition of variables added in Analysis 2
SIZE

: natural log value of total asset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LEV

: the ratio of total liabilities divided by total assets;

CFO

: the ratio of operating cash flow divided by lagged total assets;

ROA

: net income divided by lagged total assets;

BIGAUDIT

: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1 if the firm appoints a Big 4 auditor, and 0 otherwise.

Panel C: Definition of variables added in Analysis 3
∆TAX

: change in cash taxes paid from year t and year t-1 divided by lagged assets;

∆PTCFO

: change in pretax-CFO from year t and year t-1 divided by lagged assets;

∆TA

: difference between year t and year t-1’s total accruals measured based on Modified
Jones Model from Dechow et al. (1995);

∆NDA

: difference between year t and year t-1’s non-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d based
on Modified Jones Model from Dechow et al. (1995);

∆DA

: difference between year t and year t-1’s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d based on
Modified Jones Model from Dechow et al. (1995);

∆SIZE

: natural log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year t and year t-1’s total assets.

Panel D: Definition of variables added in Analysis 4
AUDITPROB

: the number of tax audits completed in NTS fiscal year t for a given NTS revenue
class, divided by total number of corporate tax returns filed in the previous year t-1
for that same revenue class;

ROA2

: net income divided by average total assets in year t;

NOL

: an indicator variable coded as 1 if the firm has a tax loss carry forward, 0 otherwise;

CS

: the percentage of the firm’s equity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FS

: the percentage of the firm’s equity held by foreign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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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Descriptive statistics for Analysis 2

Panel A: Univariate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ean
DA
11,141
0.002
LowCASHETR
11,141
0.500
LowGAAPETR
11,141
0.500
SIZE
11,141
26.13
LEV
11,141
0.356
CFO
11,141
0.095
ROA
11,141
0.066
BIGAUDIT
11,141
0.401
Panel B: Pearson correlations
Variable
[1]
[2]
1.000
[1] DA
0.525***
1.000
[2] LowCASHETR
0.535*** 0.902***
[3] LowGAAPETR
-0.120*** -0.089***
[4] SIZE
-0.129*** -0.119***
[5] LEV
-0.580*** -0.246***
[6] CFO
0.262*** 0.288***
[7] ROA
-0.072*** -0.030***
[8] BIGAUDIT

SD
0.064
0.500
0.500
1.428
0.182
0.073
0.055
0.490

Min
-0.259
0.000
0.000
23.48
0.021
-0.015
0.001
0.000

Q1
-0.030
0.000
0.000
25.15
0.205
0.043
0.028
0.000

Median
0.004
0.000
0.000
25.86
0.346
0.079
0.052
0.000

Q3
0.037
1.000
1.000
26.80
0.492
0.129
0.089
1.000

Max
0.225
1.000
1.000
31.27
0.826
0.417
0.336
1.000

[3]

[4]

[5]

[6]

[7]

[8]

1.000
-0.096***
-0.137***
-0.244***
0.304***
-0.032***

1.000
0.193***
1.000
-0.051*** -0.025*** 1.000
-0.053*** -0.219*** 0.542***
1.000
0.482*** 0.052*** 0.019** 0.027***

1.000

1) This table presen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variables in Equation (2).
2) Please see Appendix A for variable definitions.
3)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 levels, respectively.
<Appendix C> Descriptive statistics for Analysis 3

Panel A: Univariate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ean
SD
∆TAX
8,497
0.001
0.018
∆PTCFO
8,007
0.020
0.113
∆TA
8,497
-0.006
0.140
∆NDA
7,393
-0.001
0.040
∆DA
7,393
0.002
0.092
∆SIZE
8,497
23.46
1.783
Panel B: Pearson correlations
∆TAX
∆PTCFO
Variable
∆TAX
1.000
∆PTCFO
0.193***
1.000
∆TA
0.010
-0.505***
∆NDA
-0.115***
-0.121***
∆DA
-0.041***
-0.345***
∆SIZE
0.048***
0.014

Min
-0.050
-0.214
-0.323
-0.071
-0.250
19.33

Q1
-0.005
-0.032
-0.047
-0.009
-0.042
22.36

Median
0.000
0.008
-0.003
-0.001
0.002
23.37

Q3
0.008
0.060
0.039
0.007
0.047
24.41

Max
0.052
0.362
0.277
0.065
0.255
28.56

∆TA

∆NDA

∆DA

∆SIZE

1.000
0.101***
0.324***
-0.020*

1.000
-0.098***
-0.028**

1.000
0.024**

1.000

1) This table presen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variables in Equations (3)
and (4).
2) Please see Appendix A for variable definitions.
3) *,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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